■ 진정요법 (주사, 약물) 주의 사항 ■
1. 진정약물 투여 시 오심이나 구토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이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① 약속 시간이 오전일 경우 : 자정부터 우유, 주스, 고형 음식을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 0~3세 : 맑은 음료는 예정시간 4시간 전까지만 섭취
- 3~6세 : 맑은 음료는 예정시간 6시간 전까지만 섭취
- 7세 이상 : 맑은 음료는 예정시간 8시간 전까지만 섭취
② 약속이 오후일 경우 : 오전 7시 전까지는 맑은 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맑은 음료란 사과주스, 콜라, 물 등을 말하고 우유, 오렌지주스는 아닙니다.
2. 복장은 편안하고 헐렁하며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타이즈는 입히지 마세요.)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으니 여벌의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발작이나 당뇨병 또는 심장 상태에 따른 항생제 등 내과의에 의해 처방되어 규칙적으로 먹는
약물은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시켜 주십시오.
심한 감기나 발열 등의 건강상의 변화가 있으면 미리 연락하여 치료를 연기하십시오.
4.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준비 하여야 하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귀가
시 어린이는 좌석에 안전벨트를 해주고 숨쉬기 곤란하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
가용 이용 시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한명 더 있는 것이 좋습니다.
5. 치료 후에도 약효가 남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어린이
를 혼자 두거나 밖에서 놀지 않게 하시고 보호자가 관찰해 주십시오. 치료 후에도 잠을 자는
수가 있으므로 어린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 치료 후 처음 마시는 것은 깨끗한 물이어야 하며 주스나 이온 음료 등 단 것은 그 다음에 조
금씩 자주 먹여 줍니다. 어린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뜨겁지 않은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
음식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7. 치료 후 첫 24시간 동안 어린이의 구내 온도는 38℃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충분한 수분을 섭
취해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8.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45시간 이후에도 구토하는 경우
- 체온이 24시간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거나, 38℃를 초과하는 경우
- 호흡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 이를 뺀 경우 출혈이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치 후의 어느 정도 출혈은 정상이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린이의 베개에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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